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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 (1885-1908)

박형우,* 박윤재,* 여인석,* 김일순**

머리말
알렌(H orace N . Allen; 1858-1932, 한국명 安連)이 1886년 3월 29일 학생 16명으로 시작
한 제중원(濟衆院)에서의 의학교육은 에비슨(Oliver R. Avison )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40) 그 동안 제중
원에서 이루어진 초창기 의학교육의 모습에 대해 교육시설, 교수, 학생 등을 밝히는 연구들
이 발표되었고, 의학교육의 지속 여부, 의학교육의 성격 등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의견
들이 제시된 바 있다.41) 본 연구는 제중원에서 이루어진 초기 의학교육의 성격에 관해 그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좁
게는 초창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기 서양의학 교육의 모
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85년 제중원이 설립된 때부터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 의사가 탄
생될 때까지를 제중원에서 시행된 초기 의학교육으로 정의하였고, 편의상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시기는 1885년부터 1893년까지이며, 둘째 시기는 에비슨이
제중원 원장으로 부임한 1893년부터 첫 안식년으로 귀국하는 1899년까지이고, 셋째 시기는
에비슨이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1908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이다.
당시의 의학 교육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한 미국 및 캐나다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받은 의학 교육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제도도 아울러 검토해 보
았다.

알렌에 의한 의학교육 (1885-1893)
1) 의학교육 계획
알렌이 1884년 9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미 공사관 의사로서 활동하다 12월 4일 갑신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통신 저자)
40) 김두종, 한국의학사 , 탐구당, 1981, 485쪽; 기창덕, 한국 근대의학 교육사 , 아카데미아, 1995; 주
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 역사비평 38호, 1997.
41) 김두종, 한국의학사 , 탐구당, 1981, 484쪽; 이광린, 제중원 연구 ,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 일조
각, 1986; 기창덕, 한국 근대의학 교육사 , 아카데미아, 1995; 신동원, 공립의원 제중원 , 한국문
화 16호, 1995;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 역사비평 38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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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甲申政變) 때 심한 자상(刺傷)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성공
적으로 치료해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
어 제중원(광혜원)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42) 알렌은 당시 미국 공사
포크(Geor ge C . Fou lk; 1856-1893, 한국명 福 혹은 福久)의 추천서를 동봉하여 1885년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외아문)의

독판(督辦)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앞으로 병원건립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의 중간에 의학 교육에 대한 언
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는
가르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43)라고

그리고 이곳은 젊은이들에게 서양의 의학과 보건학을
밝히고 있다. 즉 알렌이 조선에 병원을 세워 조선 사

람들의 질병을 고쳐 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병원을 통하여 조선 청년들에게 서양의학과
보건위생을 가르칠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알렌은 조선 청년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조선인 의사로 조선 사람을 치료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
이 병원설립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알렌의 병원설립 신청서가 승인됨에 따라 외아문에서는 광혜원 규칙(廣惠院 規則)을 만
들어 알렌에게 통고했는데, 규칙 3조와 4조는 의학생에 관한 것이었다.44)
제3조 (의)학생 4명을 임명한다.
제4조 이 학생들은 의사를 보조하고, 의사의 감독 지시 하에 의약품을 조제·투약한다. 그리
고 외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환자들을 간호하
며 의사가 지시하는 일을 한다.

이로 보아 의학생 교육은 조선 정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제중원에 부속된 의학교의 설립
제중원의 개원과 더불어 밀려오는 많은 환자(하루에 50-70명)들을 혼자서 담당하는 것을
무리라고 느낀 알렌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을 뽑아 이들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하
고, 진료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개원 직후인 1885년 4월 27일 조선정부는 총명하고 영오(潁悟)한 기녀 2～3명을 선발하
여 제중원에 설치된 여병원에 배속시키기로 하였다.45) 실제로 기녀들이 제중원에 배속된 시
점은 1885년 8월이었으며, 알렌은 이들을 여자 의학생(female medical student)이라 부르며 간
호사로 만들려 하였다.46)
그러나, 기녀들을 교육시켜 간호사로 양성하려던 알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기녀들은 제중원에 배속되자마자 연회에 참석하여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렀
는데,47) 알렌은 이들을 값비싼 사치품 으로 여겼다. 결국 1885년 12월, 제중원에 남아있던 3
42) 김두종, 한국의학사 , 탐구당, 1981, 480-484쪽; 이광린, 제중원 연구 ,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
일조각, 1986;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외교 , 연세대 출판부, 1991
43) 규장각 문서 18046의 1 에는 영어로 Also, it w ould be the m eans of in stru ctin g you n g m en in
Western Medical an d Sanitary Science. , 한문으로 且有朝鮮生徒 亦學西洋醫法 能識用藥之法 又覺
調理之節矣 라고 하고 있다. 이경록, 박윤재, 여인석, 박형우: 광혜원의 개원과 제중원으로의 개칭
과정. 연세의사학 2: 478-570, 1998 을 참고할 것.
44) 金源模 完譯, 알렌의 일기 ,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1, 1885년 4월 3일자.(이하 알렌의 일기 로
略함)
45)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3권(統署日記 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1885년 4월 27일(음
력 고종 22년 3월 13일).(이하 統署日記 로 略함)
46) 알렌의 일기 , 188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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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기녀도 원세개에게 팔려가고 말았고, 이들을 구하려던 알렌의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48)
한편 알렌은 혜민서에 소속되어 한의학을 배우던 학생들이 제중원으로 이속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었다.49) 또한 꽤 많은 한의사들이 제중원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서양의
술을 배우고자 했다고 알렌은 말하였다.50) 그러나 알렌이 한의사들을 교육했다는 기록은 찾
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미북장로교 선교본부는 헤론(John W . H eron)을 추가로 파견해 알렌을 돕
도록 했고, 이외에 선교 목사 언더우드(H or ace G . Un d erw ood )와 미감리교 선교 의사 스크
랜튼(William B. Scr anton ) 등도 알렌을 도왔다. 진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지만
제중원이 크게 호평을 받게 되고 헤론이 합류하자, 힘을 얻은 알렌은 원래 계획한 대로 의
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알렌은 1885년 12월 1일 미국 공사였던 포크에게 의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
시하였다. 포크는 알렌의 의학교 설립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초빙된 교수들
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51) 하지만 고종은 의학교 설립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였고, 정부는 화학, 물리, 해부 등에 필요한 의료기구 구입비로 250달러를 지
불하였다. 원세개 역시 의학교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청국 공사관을 구궁(舊宮)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제중원과 부속 의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52)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86년 3월 의학생을 정식으로 선발하여 의학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 대해 알렌은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병원설립안에 표현된 대로 병원 내에 의학교(a sch ool of m edicine un der the h osp ital
m an agem ent)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다. 물론 이 일이 즉시 시작될 수 없었지
만 개원 1년이 다 되어 갈 즈음 병원이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우리는 이것이 미칠 영향 및 기
회를 증대시킬 방법과 비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적절한 방법 은 의학교(sch ool
dep artm ent)를 개교하는 것이었다. 그 비용 은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국민을 위한 우리들의
의료 활동에 항상 인자하신 국왕은 즉시 칙령을 내려 병원에 인접한 가옥을 매입하고 이곳에
교사를 꾸미도록 하였다. 기구 및 비품을 위한 돈과 새롭고 완전한 외과 기구 구입을 위한 돈
이 즉시 하사되었다.53)

이때 구입한 인접 가옥이란 바로 제중원 북쪽에 위치한 가옥이었다. 학교 건물은 크게 3
동의 한옥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동쪽과 남쪽의 작은 건물은 학생숙소(Stu den ts' qu ater s)
로 사용되었다. 이 두 건물 사이의 큰 건물이 의학교였는데, 동쪽에 화학실험실(Chem ical
Labor atory), 서쪽에 큰 강의실(General Sch ool Room )이 있었고, 강의실 서쪽에는 작은 벽장
이 있었다. 250불을 들여54)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을 만큼 기구도 구입했는데, 특히 골격 표
알렌의 일기 , 1885년 8월 10일.
알렌의 일기 , 1885년 12월 1일.
알렌의 일기 , 1885년 4월 13일.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and J. W . H eron, for the Year en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51) 알렌의 일기 , 1885년 12월 1일.
52) 알렌의 일기 , 1885년 12월 10일.
53)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and J. W . H eron, for the Year en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54)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47)
48)
49)
50)

the care of H . N . Allen,
Co., Yokoh am a, 1886.

the care of H . N . Allen,
Co., Yokoh am a, 1886.
the care of H . N . 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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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당시 조선인들을 겁나게 하기에 충분했다.55)
이 의학 교육 기관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

56)에

는 sch ool of m edicine u n d er th e h osp ital m an agem ent' 혹은 sch ool dep artm ent'로 표현
되어 있고, 알렌 자신은 1886년 3월 29일자 일기57)에서 M edical an d Scientific Sch ool in
Corean Royal H osp ital 이라고 기록하였다. 다른 기록에는 m edicoscientific sch ool' 58)이라
되어 있다. 후에 언더우드와 결혼한 여의사 호튼은 이를 Royal Korean M edical College' 라
고 불렀다고 하였다.59) 한편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朝野新聞

60)에는

제중원의학당(濟衆院

醫學堂) 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 의학교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제중원에 부속되
어 있는 의학교 라는 뜻 정도로 불리었던 것 같다.61)
3) 학생 모집 및 의학교육
의학교 설립이 진행되는 중

한성주보 에

공립의원 규칙 이 실렸는데, 그 내용에는 다

음과 같이 의학생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62) 이 조항은 이전의

광혜원 규칙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 생도 약간 명이 매일 배우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휴일을 제외
하고는 마음대로 놀 수 없다. (학업에) 정통함이 탁월하여 중망(衆望)이 있는 자는 공
천(公薦)하여 표양(表揚)한다.
제2조 생도는 약을 조제하며 기계(機械) 등을 담당하여 의사의 지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제14조 문병인을 제외하고 학도와 간사인(幹事人)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는 문밖에서 문지기
를 통해 연락한 후 들어온다.

공립의원 규칙의 반포와 동시에 조선 정부는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통리교섭통상
사무아문은 1886년 2월 13일(음력 고종 23년 1월 10일) 팔도의 감영에 공문을 보내, 본 아
문의 학당 및 제중원 학당의 생도가 정원에 꽤 미달한 상태이므로 지체와 문벌을 따지지 말
고 14-5세에서 17-8세 사이의 젊은이 가운데 총명하고 똑똑하며 성실한 3-4명을 선발하여 곧
바로 올려보내 입학시키라 고 하였다.63) 이에 3월 16일(음력 2월 11일)에 함경도 관찰사가
앞의 공문을 각 읍마다 게시토록 하였다고 보고하였다.64) 그 결과 4월 2일(음력 2월 28일)에
는 평양에서 김영진·양선종을 생도로 올려보냈으며65) 또한 4월 13일(음력 3월 10일)에 함
and J. W . H eron, for the Year en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Co., Yokoh am a, 1886.
55) D . L. Gifford : Edu cation in the cap ital of Korea. II. The Korean Rep ository 3(8): 214, 1896.
56)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the care of H . N . Allen,
an d J. W. H eron, for the Year en 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Co., Yokoh am a, 1886.
57) 알렌의 일기 , 1886년 3월 29일자.
58) The beginnin g of m edical w ork in Korea. Korean Rep ository 1(12): 356-357, 1892.
59) L. H . Un derw ood : Un derw ood of Korea. Flem in g H . Revell Co, 1918, p 44.
60) 朝野新聞 明治 19년(1886년) 7월 29일자.
61) 이와 유사하게 1899년 조선 정부에 의해 설립된 학부 관할의 의학교도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냥
의학교 였다.
62) 設濟衆院 , 公立醫院 規則 , 漢城周報, 제2호, 1886년 2월 1일자(음력 고종 22년 12월 28일).
63) 關八道監營 本衙門學堂及濟衆院學堂生徒 尙多未備 無論地閥 必擇聰明穎悟勤實之幼童 自十四五歲
至十七八歲 揀取三四人 不日起送入學事 統署日記 , 1886년 2월 13일(음력 고종 23년 1월 10일).
64) 北伯牒 穎悟學童擇送關文
謄 提飭於各邑事 統署日記 , 1886년 3월 16일(음력 고종 23년 2월 11
일).
65) 箕報 生徒二名 起送事(金永鎭 梁宜鍾) 統署日記 , 1886년 4월 2일(음력 고종 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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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에서는 총명한 강기오·김락정을 생도로 하고 문서를 꾸며 올려보냈다.66)
드디어 의학교는 1886년 3월 29일 경쟁 시험을 통해 뽑힌 16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
다.67)

선생으로는 알렌, 헤론 및 언더우드가 있었다. 특히 조선말을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했

던 언더우드는 신학교 재학 시절에 선교 목적으로 의학 공부를 일년 정도 했고, 대학 재학
시절에는 이과(理科) 방면의 공부도 한 경험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68) 이들은 우선 최대
한 빠른 속도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어에 숙달되자, 기초 과
학인 수학, 물리 및 화학을 가르쳤다.69) 소정의 (예과)과정이 끝난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해
부학, 생리학 및 의학을 가르쳤다.70)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에게 의학교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의학 과정을 일부
이수했기에 이 일에 적합하다고 느꼈고 이 역할을 수락하였다. 의학교는 1886년 3월 29일에 경
쟁 시험으로 선발된 16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영어를 가
르쳤다. 일부 학생의 영어가 꽤 수준에 도달해 있기에, 우리는 곧 이들이 과학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督辦) 및 협판(協辦)과의 회합에서 채택된 학교 규칙에 의해
이 학생들은 4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12명을 선발하여 정규 과정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4명은 낙제시킬 예정이다. 12명의 학생은 매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식사, 기숙사, 학
비 등을 줄 것이며, 과정을 끝낸 후 주사 의 직책을 가진 정부 관리로 등용될 것이다. 학생들
은 이사의 역할을 할 협판과 교수의 허락 없이는 중퇴할 수 없다. 한국 해군의 첫 군함이 취역
하게 되면 우리는 군의관 1명을 그 배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71)

학교 규칙에 따라 16명의 학생 중 1886년 7월말에 본과생(本科生)으로 결정된 12명은 이
의식(李宜植), 김진성(金鎭成), 우제익(禹濟翌), 이겸래(李謙來), 김진성(金震聲), 최규성(崔奎
星), 최종악(崔鐘岳), 윤호(尹鎬), 이진호(李軫鎬), 진학순(秦學洵), 상소(尙瀟), 고제자(高濟 )
66) 咸營牒報 聰明生徒康基五金洛鼎 修成冊上送事 統署日記 , 1886년 4월 13일(음력 고종 23년 3월
10일).
67) 통서일기에 언급된 김영진, 양선종, 강기오 및 김락정은 제중원의 의학교가 아니라 외아문 소속의
다른 학당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을 올려 보낸 날자가 의학교 개교일 보다 늦고,
1886년 7월 29일자 조야신문에 실린 12명의 의학생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어 않은데 이들이 탈락
한 4명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68) G. W . Gilm ore, Korea From Its Capital. , Presbyterian Board of Pu blication an d Sabbath
Work, Philadelphia, 1892, p p 296-297.: L. H . 언더우드 지음,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기독교문사, 2판, 1993, 43페이지.
69) Qu arto Centennial. Pap 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 rch in the U .
S. A . at the Annu al Meetin g in Pyen g Yan g. Au gu st, 1909.: 누가 정확히 어느 과목을 가르쳤는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야신문(明治 19년(1886년) 7월 29일자)에는 알렌이 화학을, 언더우드가 영
어를 가르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언더우드 부인(L. H . 언더우드 지음,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기독교문사, 2판, 1993, 55페이지)은 언더우드가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길모어( Korea From Its Capital. , Presbyterian Board of Pu blication an d
Sabbath Work, Philadelphia, 1892, p p 296-297)는 언더우드가 한국어로 물리를 가르쳤다고 하였
다. 이광린( 제중원 연구 ,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 1986, 일조각)은 언더우드가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쳤으나 뒤에는 물리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한편 백낙준(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백낙준 전집
1)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132쪽)은 알렌과 헤론이 실용의학을, 언더우드는 물리, 화학을 가르
쳤다고 하였다.
70) Qu arto Centennial. Pap 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 rch in the U .
S. A . at the Annu al Meeting in Pyen g Yan g. Au gu st, 1909.
71)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the care of H . N . Allen,
and J. W . H eron, for the Year en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Co., Yokoh am a,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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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2) 이들이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추고 개화된 청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개
경쟁 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외래 문화인 서양의학을 배우기 위해 입학한 사람들이었기 때
문이다. 이들이 양반이었는지 또는 중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한의사는 중인이었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중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
에는 한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개원 1년 동안 꽤 많은 한의사가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중 일부가 알렌에게
기

서양의학을 교습해 달라 고 요청했

때문이었다.73)

4) 의학교육의 중단과 그 원인
조야신문 의 기록 이후에 의학교의 활동과 의학교육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데, 이것은 의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렌이 떠난
1887년까지는 의학교육을 계속하다가, 이후에는 언더우드와 당시 조선에 와있던 여러 선교
사들에 의해 영어 교육이 2년 정도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74) 한편 의학교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언더우드의 직책이 1889년 여름까지 제중원 교사로 표시되어 있고,75) 1890년에는
제중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헤론의 직책을 교사로 부르고 있다.76) 이것은 어쨌건 1890년경
까지는 학교로서의 명맥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아마도 헤론이 죽고 나자 흐지부지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에비슨이 부임하면서 의학교육을 재개할 때까지 약 5년 동안은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의학교육이 지속되지 못했던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학교측과 학생측의 문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학교측의 문제로 첫째, 당시의 선교의사들은 환자의 진료 등으로 대단히 바빠 학생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둘째, 알렌 자신이 1887년부터 주미 조선공사관 참찬
관(參贊官)으로 조선과 미국의 외교문제를 돕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제중원의 운영을 헤론
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의학교육 자체가 소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알렌과 헤론, 알
렌과 언더우드간의 인간적인 갈등이 의학부를 개교하는 날부터 심화되었고, 77) 스크랜튼이
교파 관계로 제중원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 넷째
로, 아직 대부분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학생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측의 문제는 첫째, 학생들은 그 당시로는 기본 체계가 완전히 다른, 새롭고 어려운
학문을 장기간, 그것도 외국어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흥미를 상실했을 것이다. 둘
째, 생활비의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으며, 어느 정도의
영어 교육만 받았어도 당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후에 에비슨이 의학교육을 시작할 때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몇 가지 현실적인 이
朝野新聞 明治 19年(1886년) 7월 29일. 이들 중 후의 활동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된 최종악, 이
겸래, 이진호, 이의식, 윤호 등에 관한 것은 박형우 : 조선 개항 이후의 서양의학 도입. 제296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발표회 초록, 1999 를 참고할 것.
73) First Annu al Rep ort of the Korean Governm ent H osp ital, Seoul, un der the care of H . N . Allen,
and J. W . H eron, for the Year endin g April 10th, 1886.R. Meiklejohn & Co., Yokoh am a, 1886.
74) D . L. Gifford : Edu cation in the cap ital of Korea. II. The Korean Rep ository 3(8): 214, 1896.
75) 統署日記 , 1889년 3월 13일(음력 고종 26년 2월 12일), 1889년 7월 2일(음력 고종 26년 6월 5일).
76) 統署日記 , 1890년 4월 21일(음력 고종 27년 3월 3일).
77) 알렌의 일기 , 1886년 3월 27일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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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의학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5) 당시 미국 의학교육의 개관
선교의사 알렌, 헤론 등이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을 때 미국의 의학교육제도와 현황은
어떠했는가? 1850년대에 소위

Sn ow On Ch oler a"로 집약되는 위생 개념이 대두되고, 1882

년 코흐(Robert Koch)에 의해 세균이 발견됨으로서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
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1880년대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알렌이나 헤론 등의 선교 의사들은
위생 개념을 터득하고 있었고, 또한 외상과 화농의 치료를 위시한 여러 가지 외과적 처치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외과적인 기술만 가지고도
당시 조선에 흔했던 수많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의학 수준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으며 의학교육제도도 현
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다. 의학교육도 병원을 중심으로 한 도제교육
(徒弟敎育) 중심의 교육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도제교육은 특히 불란서 의학교육의 영향이
었으며, 당시는 제대로 학교의 모습을 갖춘 독일식 의학교육제도가 하나씩 도입되고 있었던
시기였다.78) 따라서 그 당시의 선교의사들이 생각하는 의학교나 의학교육도 그러한 형태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1886년 제중원에서 시작된 의학교육은 우리나라의 첫 서양의학교육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학교육은 처음부터 선교의사들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지만, 조선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가능했다. 의학교육은 조선 정부의 재정
적인 지원을 받았고, 정부의 공적인 체계에서 학생 모집과 선발이 이루어졌으며, 학칙을 만
들었고, 교수진이 있었으며, 교육 과정도 짜여졌고, 졸업 후의 진로도 사전에 정하는 등 현
대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거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의학교육기관은 제중원과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와 미국 선교부가 협력하여 만든 것으
로, 설립 목적, 교육 동기, 교육 의지, 그리고 교육 정신이 분명한 우리나라 서양의학 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에비슨에 의한 초기 의학교육 (1893-1899)
1) 에비슨의 의학교육에 대한 생각
에비슨은 조선에 오기 전에 내과와 외과의 임상 경험은 물론, 3년 동안 군립학교(Cou nty
Sch ool)에서, 그리고 야간에 직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고, 약학대학과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친 경험이 있어, 자연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
라 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79)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에비슨은
선교사로 조선에 나가기로 결심할 때부터 조선에 의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에
비슨이 조선에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할 당시 미국 선교본부는 기능이 거의 없어진 제중원
78) Abrahm Flexner : Medical Edu 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d Can ad a, Ch apter 1; H istorical an d
General, Bu lletin N u m ber 4, 1910.
79) A . D . Clark, 에비슨 전기 , 연세대 출판부, 1979,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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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었다. 결국 논의 끝에 선교본
부는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병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선교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그 병원이 수도 서울에 위치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계속 지원하기로 결
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에비슨에게 제중원에 부임하여 제중원의 운영 책임을 맡아 달라고
편지로 요청하였다. 이 편지를 받고 에비슨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사업인, 보건위생의 계몽운
동을 펴 나갈 수 있는 한국인 의사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사업을 서울에서, 그것도 왕립병원
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80)
에비슨이 가졌던 조선인 의학교육에 관한 생각은 다음의 예로 잘 알 수 있다.81) 1900년
9월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온 에비슨은 브라운 목사 부부와 함께 황해도의 여러 곳을 거쳐
장연에 도착했다. 그들은 밤늦게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여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
비슨의 학생이었던 (서)효권이가 치료하기 곤란한 환자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몇 명은 치료했지만 수술 후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걱정이었다. 에비슨이 그곳에서
오래 체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을 배운 효권이가 있었기에
다음 날 새벽 5시에 수술을 한 후 환자를 효권이에게 인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연을 떠
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에비슨은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다면 수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젊은 조선인에게 의사로서의 적절한 교육을 시킨 후 조선 각지로 보내야
하는가를 이 예로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새삼 젊은 조선인을 의사로서 교육하는 자
신의 철학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2) 에비슨의 제중원 전관(專管)
에비슨이 1893년 조선에 부임할 당시 제중원은 정부 관리의 부정과 부패로 운영이 제대
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에비슨은 조선 정부에 대해 제중원을 미 선교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 승낙받음으로써 제중원은 1894년 미 북장로회의 선교병원으로 되었다.82) 이후 에비슨
은 제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에비슨은 밀려오는 환자의 진료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의 왕
진 요청 등으로 대단히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의학교를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
을 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1932년 7월에서 9월까지 기독신보 에 실린 에비슨박사 소전 에는 에비슨의 의학교육기
관의 설립에 대한 생각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나온 서양사람은 몇이 못되엿다. 그러나 임이 나와 잇는 이들과
앞으로 계속하여 나올 사람이 아모리 열심으로 일을 한다 하드래도 조선의 보건을 증진하고
위생을 개량함에 큰 공헌을 하기가 어려웟다. 그들로서 당시 조선에서 할 수 잇는 일은 끊임없
이 발생하는 무수한 환자의 지극히 적은 수를 치료하여 줄 뿐 이엇고 서양의사들이 조선의 질
병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학적 의술과 위생의 사상을 보급하려면 조선사람을 교육시켜서 조선
사람으로 서양의술에 통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밖에 상책이 없음을 깨닷게 되엿다. 물론 내가
의료교육을 위하여 생각한지는 벌서 오래 되엇엇다. 웨 그러냐하면 내 자신이 일즉이 가나다

80) A . D . Clark, 에비슨 전기 , 연세대 출판부, 1979, 84쪽.
81) Annu al Rep ort of Im perial Korean H osp ital, Seou l, Korea, Sept. 1901.
82) 제중원이 미 선교부로 이관되는 과정은 여인석, 박윤재, 이경록, 박형우: 구리개 제중원 건물과 대
지의 반환 과정. 의사학 7: 23-36, 1998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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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를 떠나기 전에 의학과 약학을 교수한 경험이 잇은 까닭이엇다. 그런고로 나는 조선에
의학교 하나를 세워보기로 결심하게 되엿다.83)

에비슨은 한국의 수많은 질병을 선교사들이 전부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조선 사람의 질병은 조선의사들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선교의사로서는 선구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895년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만연되었는데 이때 에비슨은 내부대신 유길준으로부터 서
울의 콜레라 방역의 책임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에비슨은 서울에 있는 의료선
교사와 간호사로 위생부를 조직하고 콜레라의 방역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큰 성과
를 얻었다. 서울에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하자 고종은 에비슨에게 자신 곁을 지켜줄 것을 요
청하였다. 그러자 에비슨은 이 서울 장안 모든 백성이 폐하의 백성이 아닙니까? ⋯⋯ 대신
에 저의 수하에서 훈련을 받아 이 병에 대한 일을 잘 아는 조선 청년 한 사람을 대궐에 유
하게 하옵고 만일 병의 기미가 보일 때는 즉시 저에게 통지하여 제가 와서 보도록 하게 싸
오니 ⋯⋯ 라고 답하였다.84) 이때 에비슨은 약간의 조선 청년에게 의학 조수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에비슨은 이 방역활동으로 일반 국민들의 서양의술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져 의사의
양성을 위한 의학교 설립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믿었다.85)
3) 에비슨의 초기 의학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1895년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에비슨은 분명히 약간의 조선 청년에게
의학 조수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86) 1896년 당시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의학 교육(m edical trainin g)을 하고 있었다.87) 또한 당시 정동에 있었던 예수교학당 학생들
은 일반 강의 이외에도 특수 직업 훈련을 받았는데, 일부 학생은 제중원의 외래진찰소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따라서 광무 원년(1897년) 9월 15일자 죠션크리스도인회보 에 실려 있는
현재 제중원에 의학학당(醫學學堂)이 설립되어 있다 는 기사는 에비슨의 이러한 의학교육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88) 또한, 미국인으로서 한국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있던 그레이트하우
스(Clear ance R. Greath ou se; 한국명 具體)가 1899년에 사망했는데 그가 제중원학당, 즉 의
학교의 화학기구 몇 종을 갖고 있어 알렌은 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朴濟純) 앞으로
그레이트하우스가 갖고 있던 제중원 학당 소유의 화학기구 등을 챙길 때 신중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89)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1899년 이전부터 에비슨에 의해 제중
원에서 의학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처음 에비슨은 다른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지
만, 후에 의학교육을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미처 몰랐다고 회고하였
다.

83)
84)
85)
86)
87)
88)
89)

魚丕信博士小傳(24), 基督新報 제866호, 1932년 7월 6일.
魚丕信博士小傳(17), 基督新報 제858호, 1932년 5월 11일.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181쪽.
魚丕信博士小傳(17), 基督新報 제858호, 1932년 5월 11일.
D . L. Gifford : Edu cation in the cap ital of Korea. II. The Korean Rep ository 3(8): 215, 1896.
죠선크리스도인회보 , 장노회 회의한 일 , 1897년 9월 15일자.
舊韓國外交文書 제11권(美案 2), 제중원 소유 화학기구의 회수 요청 , 1899년 11월 2일, 高麗大
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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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 일(의학교육)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려 할 때에 일을 착수한 뒤에
보다 그리 어려움을 깨닷지 못하엿다. 그런데 조선에 나와 일하는 의료선교사들이 더러 잇기는
하엿으나 대개 산지 사방하여 잇엇음으로 그들이 한곧에 모혀서 학생을 모화 가르칠 수는 없
엇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라도 한 과정식 가르치기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의학교육
의 기초를 세우기로 하엿다.90)

우선 학생을 구해야 하는데 알렌이 조선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학생을 뽑았던 상황과는 달
리 에비슨 혼자 해야 했으며 학생을 구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몬저 해야 될 것은 다소간이라도 조선 재래의 교육을 받고 이 방면에 취미를 갖
은 학생을 모흠이엇다. 처음에 생각하기는 고등계급(양반)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받엇을 것이라
고 하고 고등계급에서 학생을 어더보기로 하엿다. 그러나 고등계급 사람 중에도 현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수임을 보고 또 그 중에 교육을 받엇다는 사람이라도 의학의 기초교육이
되는 산술과 수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을 발견케 되엿다.
나는 첫재 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심하고 하로는 청년 몇 사람을 만나서 그대는 의사되기를
원치 안는가? 하고 무러 보앗다. 의사되면 무엇을 함니까? 하고 반문한다. 의사가 되면 병원
에 와서 드러운 헌데난 환자와 여러 가지 속병과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손을 대여
곷여 주고 치료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려면 몬저 의학의 초보라도 배호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고 대답하엿다. 이 말을 듯더니 그 청년들은 하기 슬혀하는 기운을 보이며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가버렷다. 나는 그들 중에 손톱을 길게 기른 사람이 잇는 것을 보고 손
톱을 웨 그러케 길게 기르느냐? 고 무른즉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우리가 도모지 상(常)일을
하지 아니하엿다 함을 보이는 것이라 고 하엿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상류게급에서 학생모집
할 뜻을 단념하고 하류 사회 사람이라도 누구던지 이런 험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
서 학교를 시작키로 하엿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 일을 도아준 사람들은 대개 즐겨 일하고저 하
는 사람들만을 택하게 되엿다.91)

더구나 당시 선교본부와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었다. 학교의 설립은 선교의 주 업무가 아니고 학교를 설립하면 교육하는데 시간과 정력
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선교의사들이 경영하던 대부분의 병원에는 필요에 따라 한국인 조수(n ative
assistant)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조수의 고용에 대해서는 선교 본부나 선교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의학교육의 열망으로 우선 에비슨은 조수를 고용하는 형태로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다. 에비슨이 이러한 형식으로 의학교육을 시킨 것은 의학교육이 직접
적인 선교가 아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시 선교부의 생각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
다. 에비슨은 선교본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을 학생조수라고 명명하고 의학교육
을 시켰으며, 이들 학생조수들도 병원에 와서 일하는 동기가 의학교육을 받기 위한 것에 있
었다.
선교부에서는 의학교 설립을 반대하엿지마는 병원마다 조선인 조수가 잇어서
아니라 처방지를 기록하고 상처를 씻여주고 수술하는 데 의사를 도아 주고 또 혹
할 때에 급한 환자는 능히 응급치료를 가 할 수 잇도록 해야 되겟다 함은 절실히
다. 그래서 (선교부)의료위원회에서는 각 선교병원 안에 조선인 조수를 몇 사람 식

90) 魚丕信博士小傳(24), 基督新報 제866호, 1932년 7월 6일.
91) 魚丕信博士小傳(24), 基督新報 제866호, 1932년 7월 6일.

환자 간호뿐
의사가 외출
느끼게 되었
두기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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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시에 각 병원 의료위원회의 소개로 몇 사람 식 고용케 되엿든 것인데 이를 니르되 학
생조수라고 하엿다. 그들이 학생조수가 되니 만큼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엇다. 그
래서 우에서 말한바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엇다. 이 방식에 의하여 참된
의학교육의 인식은 없어지게 되었고 당대 선교사업의 이상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할 뿐이엇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제에 잇어서는 정말 의학교육의 문을 열어주는 계단이 되엿든 것이다.92)

에비슨은 학생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기 시작할 터 라고

하였다.93) 에비슨은 자신이 배웠던 그레이의 해부학 교과서를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하였
다. 동시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우리94)가 그레이씨의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조선말로 그 여러 가지 과학상
술어를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낫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번역만 할 뿐
아니라 새말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상 여러 가지 술어를 번역과 함
께 새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엿다. ⋯⋯ 이 모양으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첫 공과를 가르쳤다.
⋯⋯ 이 해부학의 원고는 우리가 첫 번으로 안식년을 당하여 귀국하게 되엇을 때에 탈고가 되
엿다. 탈고와 동시에 당시 학생들에게 전부 교수하여 주엇엇다.95)

이와 같이 에비슨은 당시에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의학교육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대외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공개 모집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
교본부와 선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의학교육은 에비슨이 안식년
을 맞이하여 1899년에 캐나다로 귀국함에 따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에비슨이 안식년을 끝내고 1900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간의 사정을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H elp ers an d Teachin g Dep artm ent'라는 소제목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내가 (안식년을 보내고 - 인용자) 돌아와 보니 학생들(form er stu dents)은 전부 뿔뿔이 흩어
지고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의학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중추적 역할을 하던 에비슨이 귀국하고 없는 - 인용자)에서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전에 있었던 학생들 중, 한 학생은 일본인 의사의 관리하에 있
는 진고개의 의학교(m edical sch ool)에 다니고 있었고, 한 학생은 왕립 사관학교(Royal Military
Academ y)의 사관생도로 들어갔고, 세 학생은 그 동안 병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약 판매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서울에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96)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에비슨이 1899년 안식년으로 캐나다로 일시 귀국하기 전에 이미 7명
의 의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에비슨은 1901년 의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학년을 부여했는데, 가장 고학년인 전병세가 5
학년이었고, 1908년 1회 졸업생인 박서양이 2학년으로 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학적부에 의하
92) 魚丕信博士小傳(33), 基督新報 제878호, 1932년 9월 28일.
93) 魚丕信博士小傳(24), 基督新報 제866호, 1932년 7월 6일.
94) 이 글에서 우리는 에비슨과 김필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필순은 1900년 에비슨과 처음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에비슨이 30여 년 전의 일을 착각한 듯하다. 이와 대한 자세
한 사항은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 - 제중원·세브란스의학교에서 간행
된 의학교과서. 의사학 7: 223-238, 1998을 참고할 것.
95) 魚丕信博士小傳(25), 基督新報 제867호, 1932년 7월 13일.
96) Annu al Rep ort of Im perial Korean H osp ital, Seou l, Korea, Sept.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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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박서양은 1900년 8월 30일에 입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박서양은 1900-1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1901년 9월에는 2학년인 셈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5학년 전병세에 적용시
켜 보면, 그는 최소한 1897년부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에비슨이 안
식년으로 자리를 비우자 학업이 일시 중단되었고, 에비슨이 귀국한 후 그 동안의 학습 진도
를 고려하여 5학년으로 등록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연도는 적어도
1897년 이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1897년 9월 15일자

죠션크리스도인회보 에

언급된 의학학당(醫學學堂)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에비슨의 의학교육에 대한 생각이 잘 알려지자 후에 다른 선교사들도 의학교육을 실시하
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1900년에 처음 안식년으로 본국에 갓다가 나와서 학생조수 여러 청년들에게 대하여
일층 조직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엿고 비록 그들이 조수로 고용이 되어서 오기는 하엿다 할
지라도 의학교육을 받고저하는 욕망이 간절하엿다. 그리자 선교사 의료위원들 중에 다수가 종
전보다 좀 더 정도가 높은 학생조수를 둠이 필요하다 함을 차차로 느끼게 되어 처음에 의료교
육을 완전히 식힐 필요가 없다고 하든 태도를 버리고 나의 주장하는 의학(교육)문제에 대해 관
후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게 되엿다. 그리하여 차차로 학생 조수라는 명사는 쓰지 않게 되
고 그 대신에 의학생이란 명사를 사용하엿다.97)

6) 요약 및 결론
첫째, 에비슨이 조선에 선교사로 나올 결심을 할 때의 중요한 동기의 하나가 의학교를
세워 조선인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에비슨은 약학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
하였고 그보다 전에 학생교육의 경험을 갖고 있어 학교를 어떻게 설립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경험이 대단히 풍부하였다. 셋째, 한국에 온 그는 너무도 많은 환자의 진료와 종
종 나타나는 전염병의 유행적인 발생의 방역을 위해 한국인 의사를 교육하여 배출시킬 필요
성을 더욱 절감하였다. 넷째, 그러나 당시 선교본부와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는 일이
나 학교를 세우는 일은 선교와는 동떨어진 일일뿐만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돈과 정력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의학교의 설립이나 의사의 양성을 반대하고 있어 공식적이
고 공개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다섯째, 선교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 선교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활동 등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아 진료에서 도움을 받을 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여러 선교병원들에
서는 필요에 따라 조선인 조수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여섯째, 조수의 수준이 높을수록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의사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대진을 시킬 수 있
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으로 조수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일곱째, 젊은이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병원에서 조수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양식 병원
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여 후에 의사로서 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여덟째, 선교부에서는 의학교육의 시행은 반대했지만 조수의 고용은 허락했으므로 에비슨은
1897년 이전부터 학생을 뽑아 학생 조수(stu dent-assistant)라는 명칭하에 의학교육을 실시함
으로서 선교부의 반대를 피하는 방법을 썼다. 아홉째, 의학교육의 실시는 그레이의 해부학으
로 시작하였으며 후에 이를 번역하였다. 열째, 이들 중 다섯 명은 그간의 교육경력에 따라
1901년에 5학년에서 2학년 사이의 학년을 정식으로 부여받았다.

97) 魚丕信博士小傳(33), 基督新報 제878호, 1932년 9월 28일.

제중원의 초기 의학 교육 - 45

최초의 면허 의사 배출 (1900-1908)
1900년 이후의 의학교육은 에비슨이 안식년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년 전에 시작
했던 의학교육을 반성하고 좀 더 조직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해, 알렌에 의해 시작된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이 1908년 첫 결실을 맺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에비슨은 학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의학 교과서를 번역해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
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인 의학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다.98)
1) 철저한 학생관리
학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학생들이 끝까지 남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우선 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의학교육 과정을 완전히 끝내고 한
사람의 의사로서 능력이 인정될 때까지 적어도 8년간은 남아 있겠다는 약속을 한 학생만을
선발하였다. 만일 이들이 중도에 퇴학하게 되면 그 동안 그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경비
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의 과거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년을 분명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가장 상급 학생은 전병세로서 1901년 9월 현재 5학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간
의 교육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생
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조혼하여 가정의 부양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도 입학 후 대개 결혼을 하였다. 학생 중에는 부모가 생활비
를 부담해주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었기에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를 지불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학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2학년은 식비로 매월 3원, 3학년부터
는 매월 5원에서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1원씩 증액하여 8학년에는 매월 10원씩 주도
록 하여,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576원(288 달러, 매년 평균 35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
다. 에비슨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면 후에 이들이 의사나 교수가 되고, 또한 기독교 선교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
다. 1904년 9월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고 17개월 동안 에비슨은 학생들에게 600원을 지급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전체 지출은 12,077원이었다.99)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모집과 유지는 여의치 않았다. 에비슨은 어떤
때는 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 며칠동안 고생하기도 하였고 한 학생을 겨우 구하면 다른 학생
이 또 그만두는 등 학생을 모집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다.100) 에비슨이 안식년을 끝내고
1900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계속하는 과정은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 중 H elp er s an d Teach in g Dep artm ent'라는 소제목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가 (안식년을 보내고 - 인용자) 돌아와 보니 학생들(form er stu dents)은 전부 뿔뿔이 흩어
지고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 학생 하나가 새롭게 들어 왔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98) Rep ort of Seou l Station . 1900-1901; Annu al Rep ort of Im perial Korean H ospital, Seoul, Korea,
Sep t. 1901.
99) O . R. Avison : Severance H ospital. The Korea Review 6(2): 62-67, 1906.
100) 신동아 1935년 8월호,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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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그 학생과 기초부터 시작했다. ⋯⋯ 학생들은 내가 다시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자, 세 학
생이 에비슨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병원에 계속 있지 못한 것을 사과하
면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어 당장 공부하러 가지 못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중의
한 명은 재입학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때는 학생의 식비 마저 부담할 돈이 내게 없었으므로 이
를 허락할 수 없었다. 이 학생은 장연의 서효권이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쓸 돈을 신청할 테니
9월 1일 다시 오라고 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두 명의 학생은 제중원이 다시 문을 연 직후 찾아와 재입학을 요청하면서
계속 남아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함으로 재입학을 허락하였다. 이후 곧 잘 할 것 같이
보이는 3명의 학생을 뽑았으나, 한 명은 의사로서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소양이 없어 내보냈
다.101)

이렇게 해서 1901년 6월 12일 현재 8년 혹은 필요한 과정을 끝내 의사로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남아 있기로 약속한 학생은 5명이었다.102) 이 약속은 학생 보호자의 확인을 받았다.
학생들은 의료와 관계된 여러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약 조제사(disp en ser), 외과 처치 조
수(dresser), 간호사 등으로 고용되었다. 1901년 9월에는 서효권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학
생은 모두 6명이 되었다. 이들의 이름과 학년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103)
전병세(Chu n Pyu ng Say)

5학년

서효권(Suh H yo Kw on)

4학년, 서경조의 아들

박서양(Pak Su h Yan g)

2학년, 백정 박씨의 아들

김정원(Kim Chu n g Won)

2학년

홍인후(H ong In H oo)

1학년

홍덕수(H ong Tu k Soo)

1학년, 서상윤의 예비 사위

이 명단에는 7명의 1회 졸업생 중 박서양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필순은 번역 조수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2) 교육의 질(質) 향상
에비슨은 교육의 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서양의학을 공부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초 학문인 영어, 생물, 화학 그리고 물리 등을 짧은
기간에 이해시키고 의학 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에비슨은 기초 교육은 물론
충분한 임상 실습을 위해서는 최소한 8년은 가르쳐야 한 사람의 의사로서 독립적으로 환자
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당시 제중원 이외에도 의학교육을 실시하던 곳이 몇 곳 있었다.
이러한 의학교의 교육기간은 대개 3년이었는데, 그것은 1899년에 학부 산하에 설립된 의학
교의 교육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00년 1월 11일자

황성신문 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평양 제중원 미국의사 위월시(魏越時)가 병자의 래문자(來問者)를 수증진치(隨症診治)하난데
101) Annu al Rep ort of Im p erial Korean H ospital, Seou l, Korea, Sep t. 1901.
102) Rep ort of Seou l Station . 1900-1901; Annu al Rep ort of Im perial Korean H ospital, Seou l, Korea,
Sep t. 1901.
103) Annu al Rep ort of Im p erial Korean H ospital, Seou l, Korea, Sep t. 1901.

제중원의 초기 의학 교육 - 47

한역(漢譯) 의서(醫書)를 외국에서 구치(購致)하야 학도를 분급(分給)하고 기 졸업 기한을 3년으
로 하더라.104)

에비슨은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배워 불완전한 상태에서 의사라고 자칭하고 일반 사람들
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즉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배워 진정한 의사 구
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에비슨은 모든 남자 의료선교사
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의학교육 및 의사 자격증 수여, 학칙과 교과과
정의 작성 그리고 졸업시험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105) 즉 현대적인 의학교육의 틀을 만들었
다고 할 수 있다.
3) 교과서의 번역
에비슨은 그레이 해부학 책으로 강의를 시작했지만,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학 및 의술의 지식을 알릴 과학용어나 의학용어가 없음을 알게 되었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한국 고전에 지식이 있고 영어를 약간 아는 젊은이를 찾았다.

다행히 후에 조선인을 위해 의학교를 세우겠다는 생각에 불타고 있는 한 젊은이를 찾아냈는
데, 그가 바로 후에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김필순(金弼淳)이었다. 에비슨은 김필
순의 도움으로 의학교과서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후에 의학교 졸업생 홍석후(洪錫厚)와 홍
종은(洪鍾殷)이 편입하여 돕게 되면서 에비슨은 거의 전과목에 걸쳐 교과서를 번역하여 출
판할 수 있었다.106) 이때 출판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107)
약물학 상권 무기질 대영국 의사 어비신 번역, 1905년.
해부학 권일 대한국 사인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6년.
신편 화학교과서 무기질 대한국 사인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6년.
신편 화학교과서 유기질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
신편 생리교과서 전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6년.
진단학 1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6년.
진단학 2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7년.
치료학(Therap eutics or Diseases an d their Treatm ent)
위생학(H ygiene)
간호학(N u rsin g)
식물학(Botany)
내과(Practice of Medicine) (김필순 번역)
피부과학(Diseases of the Skin)
세균학
병리통권
산과학 의사 홍종은 역, 1908년.
고등생리학(Advanced Physiology)
해부학 권일. 대한국 의사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9년.
신편 화학교과서. 유기질. 대한국 의사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9년.
104) 황성신문 , 평양의사 , 1900년 1월 11일자.
105) A . D . Clark, 에비슨 전기 , 연세대 출판부, 1979, 285쪽.
106) 에비슨의 교과서 편찬 작업의 상세한 과정은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
- 제중원·세브란스의학교에서 간행된 의학교과서. 의사학 7: 223-238, 1998 을 참고할 것
107) 번역된 책의 이름에 꺽쇠를 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실물에서 직접 확인한 책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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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 화학교과서. 무기질, 1909년.
신편 생리교과서. 전.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9년.
외과총론 의학박사 김필순 역술. 1910년 10월.
해부생리학(Com bined An atom y an d Physiology for N urses)
현미경(Microscop e)
해부학 2책

이와 같이 학생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거의 다 준비함으로서 전보다 훨씬 우수하고 체계
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많은 교과서를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했었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
다. 에비슨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진정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4) 학사 일정
1900-1년108)에 제중원의학교에서 진행된 강의는 다음과 같다. 필드(Eva Field)는 그녀의
한국어 선생을 통해 수학을 강의했고, 쉴즈(E. L. Sh ield s)는 에비슨의 조수 김필순과 함께
영어를 강의했다. 쉴즈는 간호, 붕대 감는 법, 외과적 드레싱의 준비, 수술방 준비 및 관리,
기타 유사한 주제 등을 강의했다. 에비슨은 화학, 약물학 및 해부학을 강의했다. 이때는 가
르치는 사람이 적었고 환자를 봐야 했기에 실제 강의 시간은 많지 않았고 불규칙적이었다.
따라서, 에비슨은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에비슨은 번역 조수로 고용된 김
필순이 조만간 기초 분야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1901-2년109)은 에비슨에게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 6명 중 한 명은 능력이 없어 내 보내야
만 했고, 두 명은 에비슨이 강의에 소홀함에 실망하여 떠남으로서 3명만 남게 되었다. 이 3
명중 2명도 떠나기 일보직전이었으나, 일본인 간호사가 합류하여 에비슨이 강의할 여유가
생겨 가까스로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연히 합리적인 시간 안에 도제 살이
기간을 끝낼 가망성에 대해 알고 싶어했고, 에비슨은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다. 1901-2년에
에비슨은 매주 한 번 화학을 강의했는데, 의학생 뿐 아니라 여학교 상급반, interm ediate
sch ool의 남학생, 몇몇의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 대략 15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일
본 화학책을 번역한 교과서로 했다. 강의 내용에 대해 실습을 했는데, 기구가 다소 조잡했지
만 과학의 원리를 학생들 마음에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학생들은 이런 강의 내용에 큰 관
심을 나타냈고, 학기말 시험 결과 많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03-4년110)에는 정규적으로 해부학, 화학 및 생리학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들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스스로 일을 잘 해나갔기에 에비슨은 새 병원 건축에
전념할 수 있었다. 1904-5년111)에는 1904년 9월 23일 남대문 밖 복숭아 골에 새로 지은 제중
원(세브란스병원)의 낙성식이 있었다. 에비슨은 여러 가지 일로 학생들에게 많은 정성을 쏟
지 못했지만, 5종류의 의학 교과서를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1906년

108) Rep ort of Seou l Station . 1900-1901.
109) Annu al Rep ort of Seoul Station to the Korea Mission, October, 1902.
110) Annu al Rep ort of Seou l Station Presented to the Korea Mission of the
the United States of Am erica at its Annu al Meetin g, Septem ber, 1904 at
111) Annu al Rep ort of Seou l Station Presented to the Korea Mission of the
the United States of Am erica at its Annu al Meetin g, Septem ber, 1905 at

Presbyterian Chu rch in
Seou l.
Presbyterian Chu rch in
Pyen g Ya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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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12) 현재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해부학, 생리학, 화학, 세균학, 병리학 등의 기초 학문을 이
수 받았다. 또한 실제 내과 및 외과에서 임상 실습을 했는데, 학생들은 모든 종류의 작은 수
술과, 외국인 선생의 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절단술(am p u tation) 같은 일부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에비슨은 3년 이내에 이들 중 3-4명이 완전한 의사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1907년113)이 되자 학생들은 언제나 졸업하여 의사가 되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일
부는 에비슨이 졸업 기한을 확실히 말해주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이
에 에비슨은 얼마동안 생각한 후에 이제부터 학생들이 공부에 더 힘쓰고 실습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일년 안에 전 과를 다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5) 첫 졸업생의 배출과 첫 의사면허증 수여
1908년 6월 3일 알렌이 의학교육을 시작한지 22년만에, 에비슨이 의학교육을 시작한지
10여 년만에 드디어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때 에비슨의 감회가 어떠하였을 것인가
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에비슨은 조선에서 처음 시작했던 서양의학 교육이 첫 결실을
맺고 조선에서 서양의학의 새 기원을 여는 첫 졸업식을 크고 성대하게 치러야겠다고 생각했
다.
7명의 졸업생은 김필순(金弼淳), 김희영(金熙榮), 박서양(朴瑞陽), 신창희(申昌熙), 주현칙
(朱賢則), 홍석후(洪錫厚), 홍종은(洪鐘殷)이었다. 김필순은 1900년 에비슨의 번역 조수로 채
용되어 영어도 가르치면서 의학 공부를 하였다. 박서양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로 에비슨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입학하였다. 주현칙은 선천 미동병원에서 셔록스를 도와 일하다가 1905년
1월 10일 입학하였다.114) 홍석후는 아버지가 언더우드의 한글 선생이었으며, 1906년 의학교
를 졸업한 후 동기생 홍종은과 함께 에비슨의 허락을 얻어 입학하였다.115)
이들은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 졸업 직전 각 과목별로 100개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아 모두 합격했고, 실습 시험은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들이 받은 졸업시험의 평균 성적은 92, 87.5, 87.5, 85.5, 82, 74.5, 72점이었으며, 전체 평균
은 83점이었다.116) 에비슨 박사는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교육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훌
륭한 학생들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실력이 있었다. 에비슨은 정말 학생들이 한 사
람의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때까지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고 철저하
게 가르쳤던 것이다.
한 사람의 교수가 여러 과정을 가르치게 되엿으므로 그들은 각과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지식
을 얻게 되엿을 뿐 이엇다. 그러므로 그들이 졸업을 하게 된다면 각과에 대하여 반듯이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은 충분히 가르쳐야 할 것을 결심햇다. 그래서 나는 각 과정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문제를 백 개식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답치 못한다면 개업이나 의사노릇을 못
할 사람으로 간주하기로 하엿다. 각과에서 문제 백 개식을 뽑은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
한 것들만을 뽑은 것이엇으니 이 문제를 해답할 수 잇는 학생은 업을 맟은 뒤에 환자 취급은
자유로 하되 생명의 위험을 념려할 것이 없을 만큼 신용할 수 있는 것이엇다.
이것은 다 학술 시험을 말한 것이지만 이 밖에도 실제 실험(실습 - 인용자)시험을 보앗다. 그
112)
113)
114)
115)
116)

O . R. Avison : Severance H osp ital. The Korea Review 6(2): 62-67, 1906.
魚丕信博士小傳(26), 基督新報 868호, 1932년 7월 20일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에는 홍석후가 1906년 2월 1일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Gradu ation exercises, Korea Mission Field 4: 123-1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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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당시 우리 학생들에게 잇어서는 실제 실험이 학술시험보다 비교적 쉽게 되엇다. 웨 그러
냐 하면 반에 학생수가 적고 모든 수술에 학생들이 가서 조수노릇을 하게된 연고엿다. 그들은
일반외과 치료에만 조수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진찰과 치료에 잇어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전
부 다 취급하게 되엿음으로 그들의 기술이나 경험은 학술에 비할 것이 아니엇다. 내가 토론토
대학 의학부에 잇을 때에 학생시험을 받아본 경험이 많치 마는 당시 일곱명 학생의 성적과 같
이 우수한 성적을 보지 못하엿다. 일곱명 중에 한 사람도 70점 이하를 한 사람이 없게 되엇다.
이와 같이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스스로 이런 말을 하엿다. 우리 학생들이 오래동안 힘써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가젓으니 졸업을 하게 되는 날에는 식을 굉장히 거행하여 조선에서 서
양의술을 교수하여 처음으로 주는 졸업장인 만큼 조선의학의 새 기원을 기념이 하나되도록 준
비하지 않으면 아니되겟다고 하엿다.117)

뿐만 아니라 에비슨은 학생들의 태도에도 대단히 만족해했다. 졸업을 앞두고 에비슨은
이들이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를 무척 알고 싶었다. 에비슨은 학생들이 그 동
안 공부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모두 나가서 개업을 하여 돈
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졸업식 전날 학생들에게 졸업해
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의외로 돈보다는 학교에 남아 후학을 가르
치는 일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에비슨은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남을 위한 책임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구비하였다고 크게 감동하였다.
학생제군! 제군은 래일로 졸업장을 받아 가지고 나가게 되엇다. 나는 제군의 장래 방침을 듯
기 원하노라 하엿다. 여러분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알기 원한다고 하
엿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하고 잇엇다. 그리다가 한사람이 니러 말하기를 우리도 졸업한 뒤에 어떻
게 할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만히 이야기 하엿음니다. 우리는 오래 시일을 허비하여 공
부하엿음니다. 우리들은 교장께서 주시는 적은 돈을 받아가지고 갓갓으로 지내왓습니다. 우리
들은 다 가족이 잇는 사람들이오.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상으로 막심한 곤란을 받어 온 것이 사
실입니다. 그리서 락심도 여러번 하고 어느 때는 몇번식 도망질을 치려고 하엿음니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이 붓잡아 주섯고 혹 다러나려 할 때는 만류하여 마지 않으신 것이외다. 지금와서
뿐만 아니라 늘 말해 오든 것은 언제나 우리가 졸업을 하고 개업을 하여 돈을 벌니까 하고 무
른 것이엇음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임하여 다시 생각하여 본 즉 어찌할 바를 아지 못하겟습니
다. 지금 같애서는 우리 앞에 장래가 없는 것 같소이다.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겟음니다. 에
비슨박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겟지 그가 우리를 가르쳐 놓앗으니 그가 우리를 이 만큼 만
들어 놓앗다. 우리는 병원에 잇어서 우리 뒤에 입학한 반을 가르침이 어떠할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엿음니다.
이말에 나는 열정이 용솟음 첫다.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오! 나는 일곱 사람의 의사를 양성
한 줄로 생각하엿더니 의사 뿐 아니라 참다운 인격을 양성하엿고나 하고 감탄하엿다. 남을 위
하여는 책임감이 없다하면 그 어찌 인격자라 하랴. 이들은 남을 위한 책임감을 가젓으니 정말
로 훌륭한 인격을 구비하엿다 하엿다.118)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의사 면허 제도가 없었지만, 에비슨은 면허증을 부여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당시에는 이미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어 통감부의 허락 없
이는 정부가 마음대로 면허를 내 줄 수 없었다. 에비슨은 당시의 통감인 이또(伊藤博文)를
찾아가 학생들이 공부한 기간과 또 성심껏 학업에 종사한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졸
117) 魚丕信博士小傳(26), 基督新報 868호, 1932년 7월 20일자.
118) 魚丕信博士小傳(27), 基督新報 869호, 1932년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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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이또에게 졸업식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해주고 또한
축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또는 기꺼이 이에 응하였다.119)
졸업식은 1908년 6월 3일 오후 3시 의학교 마당에 특별히 마련된 천막 밑에서 게일(J. S.
Gale)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120) 참석자는 정부의 고위 관리로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
신 임선준, 중추원 의장 김윤식, 그리고 이또 통감을 위시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800-900
여명이 참석함으로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야말로 서울의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에비슨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휘장을 주고, 이또 통감이 졸업장을 수여한 뒤, 스크랜튼이
한국에서의 서양 의학의 발달 약사(A Sh ort Sketch of th e Develop m ent an d Progress of
W estern Medicine in Korea)"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어 이또와 미국 총영사 시몬즈
(Sim m on s)의 축사가 있었고, 끝으로 에비슨이 한국에 온 이후 겪은 이야기와 한국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그 동안 베푼 후의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에비슨은 이 자리에서 의학 교육
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실망한 때도 많았으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오기는 했으나 끈기
있게 계속한 학생은 몇 명 안되었다고 했다. 졸업식은 성공회의 트롤로프(M ark

N.

Trollop e) 주교의 기도로 끝났다.
졸업식 다음날 졸업생들은 내부 위생국에서 의술 개업을 허락하는 허가증을 받았는데 번
호가 1번부터 7번까지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이다.121) 각 졸업생의 면허
번호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홍석후가 3번이었
고, 주현칙이 6번이었다.122)
5) 요약 및 결론
에비슨은 첫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나와 의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
심하였다. 그는 이 사실을 선교본부에 알리고, 안식년 전부터 교육하던 학생들 중 학업을 계
속하기로 한 학생들과 교육을 받기 위해 새로 들어 온 학생 5명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시
작하였다. 그 동안 에비슨이 학생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을 구하기 힘들고 일단
들어온 학생 중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무엇보다 먼저 학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간 받은 교육기간에 따라 학
년을 분명하게 하고, 적어도 8년의 장기간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
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는 등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다음으로 에비슨은 아무나 적당히 공부한 후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당시 의학교를 비롯하여 다른 의
학교의 학생 교육기간이 대개 3년인 것에 비해 제중원에서는 8년으로 하였다. 동시에 거의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학생 교육에 사용했다. 졸업 전에는 실습시험은
물론 각과별로 100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70점 이상을 맞추어야 졸업을 시켰으며, 당시
의 의료선교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및 졸업자격을 심사하게 하는
119) 魚丕信博士小傳(27), 基督新報 869호, 1932년 7월 27일자.
120) A . D . Clark, 에비슨 전기 , 연세대 출판부, 1979, 288쪽 ;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197쪽 ; Severance H ospital Medical College. Gradu ate Exercise, Korea
Mission Field 7: 98-102, 1908.
121) Gradu ation exercises. Korea Mission Field 4: 123-127, 1908: 大韓每日申報 , 雜報 , 1908년 6
월 6일자.
122) 日本醫籍錄 , 醫事時論社, 1915, 朝鮮 5쪽·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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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 끝에 1908년에 드디어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에비슨
박사는 이 졸업을 조선에서 제대로 배운 의사의 첫 졸업이고 또한 조선 의학의 새 기원을
여는 것으로 인식하여 국내외 저명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이
들에게는 내부 위생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증을 수여하였으며, 그 번호는 1번에
서 7번까지였다.

종합 결론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은 알렌에 의하여 제안되고 시작되었다. 알렌은 1885년 조선
정부에 병원 건립안을 제출하면서 병원을 건립하는 목적의 하나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서
양의학을 교육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도 이 제안을 전폭 수용하면서 제중
원 설립에 관한 규칙에 학생교육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중원이 설립되어 조선에서 큰 환영을 받고 헤론이 합류하자 알렌은 제중원 설립 목적
의 하나인 의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886년에 조선 정부에 의학교육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
였다. 고종은 이를 윤허하고 칙령을 내려 시설을 포함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알렌은 1886년 3월 29일 제중원에 부속된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학생은 정부 조직을 통
하여 전국에서 공개 모집했으며, 입학 시험을 치러 16명을 선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
어교육을 시킨 후 12명을 본과에 진입시켜 수학, 물리, 화학, 해부학, 생리학 및 의학을 가르
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기숙사비
를 받지 않고 이 비용을 관비로 충당했으며,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관리로서 임명될 수 있
게 하는 등 거의 완벽한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와 학생 양측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일관되
지는 못했지만 교육은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1893년에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부임한 에비슨의 의학교육을 위한 노력이 특별
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에비슨이 조선에 선교사로 나오게 된 동기의 하나는 조선에 의학교
를 세워, 조선인 환자와 조선인을 위한 위생교육을 조선인 의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제중원의 설립목적으로 볼 때 참으로 적당한 사람이 부임
해 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에비슨은 교육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에비슨은 최소한 1897년 이전에 의학생을 모집하여 의학교육을 재개했는데, 당시 선교본
부와 선교사들은 학교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선교와는 직접 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교
육을 반대하고 있었다. 에비슨은 안식년으로 일시 귀국한 1899년까지의 4년 동안 최소한 7
명의 학생을 학생 조수라고 칭하고 비공개적으로 의학교육을 시켰다. 이때 서양의학을 배우
겠다는 뜻을 가진 학생, 영어를 참고 끝까지 배우려는 학생 그리고 기본 개념이 전혀 다른
서양과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극히 드물어 학생을 구하는 일, 그리고 학생을
유지하는 일이 지극히 어려웠다.
에비슨이 첫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한국에 나와 그간 비공개적으로 시행해 온 의학교육
을 1900년부터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우선 중도에 그만 두지 않고 교육을 계
속 받겠다는 약속을 한 학생들만 입학시키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무엇
보다 교육의 질을 중요시하여 다른 의학교육기관에서는 교육기간을 3년으로 하였던 것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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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배에 가까운 8년으로 했고, 거의 모든 과목의 의학 교과서들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했
으며, 졸업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합격한 학생들만을 졸업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진정
으로 독립적인 한 사람의 의사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졸업시켰다. 이것은
의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1908년에 처음으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들에게
1-7번까지의 의술개원 허가증을 내 주었다. 첫 졸업생은 22년 전 알렌이 시작한 바로 그 의
학교육의 첫 결실이며, 조선에서 서양의학의 새 기원을 연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었다.
핵심되는 말 : 의학교육, 제중원, 알렌, 에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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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tr act >

Me d ic a l Educ atio n in Je Jo o ng Wo n
P ark Hy oung W oo * , P ark Yun J ae * , Yeo In - S ok * , Kim Il S oon * *
M edical education in J e J oon g W on w a s proposed and initiated by Dr . H . N . Allen .
In his

pr oposal of buildin g a new hospital, subm itt ed to the kin g in 1885, he expre s sed

his w ish t o t each W est ern m edicine to y oun g Kor ean s at th e hospit al. T h e king
w elcom ed his proposal an d th e plan w a s soon r ealized. J e J oong W on , the fir st m odern
h ospit al in Kor ea , opened on April 10th , 1885. T h e follow in g y ear , on M ar ch 29th , Dr .
A llen beg an m edical s chool att ach ed t o the h ospit al. M any applicant s w er e recruited by
the g ov ernm ent and 16 stu dent s w er e s elected thr ou gh the entr ance ex am ination . At
fir st , they w er e t aught En glish an d finally 12 stu dent s out of th em w er e select ed aft er
thr ee m onth s

of t eaching . T h e select ed

student s

w er e taught

arithm etic, phy sics ,

chem istry , anat om y and phy siology . T he m edical education at this period cann ot b e
ev alu at ed entir ely succe s sful sin ce none of the 12 stu dent s w a s pr esum ed t o h av e
w orked a s a pr actition er .
T h e m edical education in J e J oong W on w a s r esum ed by Dr . O. R . A vis on w h o w a s
a sin cer e and dedicat ed m is sion ary doctor . H e had m uch ex perien ce of m edical education
b efor e his com in g t o Kor ea in 1893. H e s eem s t o h av e laun ched m edical education
aroun d 1897. But

soon he had t o face w ith m any

difficultie s : student s w ith n o

b ackgroun ds of s cience and En glish , no pr oper m edical t ex t s w ritt en in Kor ean , no
fav or able atm osph er e am on g m is sion ary s ociety tow ar d his effort in m edical edu cation
etc. A ll the se w er e the pr oblem s that he h ad t o ov er com e by him s elf.
After spen ding on e sabbathical y ear in Am erica , h e r eturned t o Kor ea . Befor e,
stu dent s w er e t aught quite unform al w ay . But n ow he tried t o giv e it m or e form al and
sy st em atic form . H e accept ed student s only after th ey h ad pr om ised n ot t o giv e up th eir
stu dy in the w ay an d supported th em w ith neces sary ex pen ses for their living . H e
pr epar ed and tr an slated m edical tex t s w ith the help of his stu dent s . T h e cour se w a s
quit e int en siv e an d it t ook alm ost 8 y ear s for his student s t o finish their stu dy .
In 1908, the gr adu ation cer em ony w a s h eld an d the fir st sev en gra du at es w er e
a w ar ded diplom a s . At the sam e tim e, th ey w er e giv en th e fir st licen ses for pr acticing
m edicin e num bered fr om 1 t o 7. T heir gr adu ation m arked a m eaningful ev ent in th e
history of m odern m edicine in Kor ea . T he m edical education in J e J oong W on w a s
succeeded by the S ev er ance Union M edical College w hich lat er becam e the pre sent
Yon s ei Univ er sity Colleg e of M edicine .
Key W ords : M edical E ducation in Kor ea , Je J oon g W on , Allen , A vis on .
* Departm ent of M edical Hist ory , Yon sei Univ er sity Colleg e of M edicine
**

Departm ent

of

Pr ev entiv e

M edicin e,

Yon sei

Univ er sity

Colleg e

of

제중원의 초기 의학 교육 - 55

M edicin e (Corr esponding A uthor )

